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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텍/NEWRACOM 소식 (2020년 4월)

2020. 4. 17.

日 사일렉스테크놀로지, 미국/캐나다서 장거리 와이파이 모듈 제품 전파 인증 획득 

- 美 FCC·캐나다 ISED서 전파테스트 인증 마치고 대량 생산 및 시장 공략 본격화

ㅇ 일본 사일렉스테크놀로지(Silex Technology)는 지난 4월 6일 당사 장거리 와이파이 칩

셋(제품명 : NRC7292)이 탑재된 와이파이 모듈 제품(제품명 : SX-NEWAH1))에 대하여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와 캐나다 ISED(산업부)로부터 각각 전파 인증을 받았다

고 밝힘. 이러한 인증은 모든 통신부품 또는 기기를 해당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필수인증 

제도로 전파와 통신환경에서 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해당국가가 정한 규

격에 인증 받고자 하는 부품 또는 기기가 부합됨을 확인하는 절차임.

미국 FCC 전파테스트 인증(2020/4/6) 캐나다 ISED 전파테스트 인증(2020/4/6) 

ㅇ 이번 전파 인증 획득에 따라 사일렉스테크놀로지는 미국과 캐나다 

시장부터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이 탑재된 모듈 공급을 시작하게 

되며, 그 첫 번째 고객은 측량기기 제조 세계 최대기업이자 GPS

(위치추적시스템)를 세계 최초로 상용제품으로 판매하여 유명한 

미국의 트림블(Trimble) 사가 될 전망임. 트림블은 이미 지난 1년

여 간 당사 NRC7292가 탑재된 고가의 측량기기 개발을 위해 당

사, 사일렉스테크놀로지와 함께 필드테스트 및 검증, 시제품 제작

을 기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상용제품의 양산을 앞둔 상태임.

장거리 와이파이가 탑재된 세계 최초의 측량기기 될 트림블의 

1) https://www.silextechnology.com/connectivity-solutions/embedded-wireless/sx-newah

NRC7292가 탑재될

트림블의 

측량기기(S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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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10 제품은 원거리의 측량기기 간에 각기 촬영한 고용량의 실측 스캐닝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상호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ㅇ 사일렉스테크놀로지는 이번 인증과 동시에 SX-NEWAH 제품의 양산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임. 사일렉스테크놀로지는 양산 공정 셋업을 위해 판매대리점인 애로우일렉트로닉스 

재팬(Arrow Electronics Japan, KK)을 통해 NRC7292의 초도 물량을 기 주문한 바 있으

며, 해당 물량을 이용하여 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

련하여 사일렉스테크놀로지는 지난 2월 말 일본 국내 및 해외 언론보도를 통하여 당사

의 NRC7292가 탑재된 세계 최초 장거리 와이파이 모듈 제품인 SX-NEWAH의 출시 소

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음.2)

ㅇ 이번 인증과 관련하여 당사 이석규 대표이사는 “글로벌 대형 모듈업체인 사일렉스테크놀

로지가 당사의 제품을 탑재한 상용 모듈을 출시하고 제품 인증을 마친 것은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대한 신호탄”이라면서 “트림블뿐 아니라 사일렉스테크놀로지가 거래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물인터넷기기 및 정보가전 대형 제조업체에 당사의 제품이 소개되고 

탑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2) https://www.silextechnology.com/unwired/first-802.11ah-solution-for-iot


